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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회생절차 중 국취부나용선에 대한 선박우선특권에
기한 압류 (창원지방법원 2016.10.17. 제2016타키227)
1. 사실관계
o
o
o
o

한진샤먼호, 한진해운 국취부 나용선
한진해운, 8/30 회생절차개시신청, 9/1 회생절차개시결정
연료유공급업자는 동 선박에 연료유채권을 가짐
채무자회생법 제58조
①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때에는 다음 행위를 할 수 없다 :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
② 다음의 절차는 중지된다 :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이미 행한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
o 한진 샤먼호는 한진해운의 재산인가?
o 국제사법 제60조, 선적국법 주의(파나마법)
o 파나마 제55호 법률(2008.8.6.) 제244조 제9호
선박의 필수품과 의장에 관하여 발생한 지급의무 있는 채무
o 임의경매개시신청, 창원지법 10/7 인정하였다.
o 한진해운,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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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회생절차 중 국취부나용선에 대한 선박우선특권에
기한 압류 (창원지방법원 2016.10.17. 제2016타키227)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조

벙커유
공급자

BBCHP 선박이
채무자인 한진해운의
재산인지 여부

한진 샤먼호

한진해운

BBCHP

소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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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회생절차 중 국취부나용선에 대한 선박우선특권에
기한 압류 (창원지방법원 2016.10.17. 제2016타키227)
2. 창원지방법원의 판시내용
(1) 한진해운의 주장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의 효력에 위반된다는 주장
피신청인들의 채권은 모두 한진해운에 대하여 회생절차 개시 전의 원인에
의하여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으로서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채권에 해당
하고, 이 사건 선박은 국적취득조건부 나용선으로서,
이 사건 나용선계약은 (i) 단순한 선박의 이용에 관한 계약이 아니라 실질
적으로는 선박의 매매계약에 해당하는 바, 한진해운은 이 사건 나용선계
약을 통하여 이 사건 선박을 사실상 취득하였거나 소유권 취득에 대한 확
실한 기대권을 취득하였으므로, 이 사건 선박은 한진해운의 재산으로 보
아야 한다. (ii) 또한 이 사건 선박은 한진해운의 중요한 영업용 재산이므로
회생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에도 채무자의 재산으로 보는 것이 상당
하다. 따라서 이 사건 경매신청은 회생절차개시결정 후 회생채권에 기하
여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하는 강제집행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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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회생절차 중 국취부나용선에 대한 선박우선특권에
기한 압류 (창원지방법원 2016.10.17. 제2016타키227)
(2) 법원의 판단
(i)

이 사건 선박이 국적취득조건부 나용선인 사실은 앞서 본바와 같으나,
그 계약기간이 종료되기 전에는 선박의 소유권이 파나마국 법인에 귀속
되어있고, 용선자인 한진해운은 용선기간 종료시에 약정한 용선료 등을
모두 지급하는 것을 조건으로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기대권을 취
득할 뿐인바, 이 사건 나용선계약의 계약기간이 2019.3.12.까지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선박의 소유권은 여전히 파나마국 법인
에 있다고 할 수 있다.
(ii) 또한 회생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영업에 사용하는 선박을 확보함
으로써 회생재단을 충분히 충족시켜 회생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하는 것이
사회적 비용측면에서 필요성이 크다고 하더라도 파나마국 법인 명의의 이
사건 선박을 한진해운의 재산으로 포섭하여 회생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채권자의 예측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을 크게 해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선박을 한진해운의 재산으로 보아야 한다는 신청인의 이 부분 주장
은 이유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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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회생절차 중 국취부나용선에 대한 선박우선특권에
기한 압류 (창원지방법원 2016.10.17. 제2016타키227)
3. 시사점
o 국취부선체용선
- 용선료도 사용의 댓가가 아니라 선가를 분할하여 지급하는 것
- 용선기간이 지나갈수록 한국국적에 가까워짐
- 용선자는 한국 국적선이 된다는 일종의 기대권을 가짐
o 한국 단행법 하에서의 취급
용선자에게 유리한 규정
- 도선법, 강제도선 면제
- 국제선박등록법, 등록가능 혜택
- 선박법/해운법, 카보타지 대상
- 톤세적용대상

용선자에게 불리한 규정
- 선박안전법, 정부검사의 대상
- 선원법/선박직원법, 한국선원승선
- 지방세법, 연불구매로 취득세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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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회생절차 중 국취부나용선에 대한 선박우선특권에
기한 압류 (창원지방법원 2016.10.17. 제2016타키227)

o 소유권 관련 법규정과 실무
- 소유권/담보권, 등기된 선박소유자의 소유로 봄
- 법인격 부인론이 인정되는 경우는 예외이다
- 선박가압류시 용선자는 소유가 아니라고 주장함
- 선박등기부, 등록된 선박소유자가 소유하는 선박으로 나타남
- 단행법이 없는 한 등기부상 해외의 SPC의 소유선박임
o 판결의 의미
- 한진해운이 사선이라고 주장하는 선박의 수(총 61척)
등기부상 자신 소유선박

국취부 나용선

단순 나용선

5척

55척

1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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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회생절차 중 국취부나용선에 대한 선박우선특권에
기한 압류 (창원지방법원 2016.10.17. 제2016타키227)

-

압류대상이 되면 영업이 불가함
영업가능하게 하여야함. 제58조도 이러한 해석이 필요함.
싱가폴과 미국법원은 용선자도 stay order의 범위내로 넣어줌
한진소유라면, 외국(중국/파나마)에서 가압류의 대상이 되는 문제
=> 입항하지 않으면 됨

o 개선방안
- 채무자회생법 제58조 제1항 개정
채무자재산에 “국취부 나용선”포함 명기함
- 9/1 회생절차개시결정서에 이러한 사실을 수정추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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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예선사업자의 선박우선특권상 조사의무
(대법원 2016.5.12. 선고 2015다49811 판결)

1. 사실관계
o
o
o
o
o
o

예선업체, 라이베리아 선박에 예선서비스를 제공함
정기용선된 선박임
정기용선계약서, 용선자는 "필요품" 선박우선특권을 발생시킬 수 없음
예선업자, 동 선박 임의경매 신청을 함
국제사법 제60조, 선적국법에 의하여 적용법규가 결정됨
선박소유자, 임의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채무부존재확인의 소 제기함
원고(선주)
-

피고(연료유공급자)

필요품 제공자, “필요품을 공급이 용선 - 라이베리아법은 미국 일반해상법을 준용,
계약 하에서 허용여부 조사할 의무”있 - 현재 미국법은 이 조항이 삭제되었음을
음(라이베리아법 제114조 제3항)

- 행하지 않으면 우선특권 주장 못함

근거로 그러한 의무는 없다고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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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예선사업자의 선박우선특권상 조사의무
(대법원 2016.5.12. 선고 2015다49811 판결)
선박우선특권을
발생시키지 않기로
계약함
Liberian Ship

소유자

T/C
물품
조사 의무

공급자

예선
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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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예선사업자의 선박우선특권상 조사의무
(대법원 2016.5.12. 선고 2015다49811 판결)

2. 대법원 판시내용
라이베리아국 해상법 제114조(선박우선특권) 제3항에서는 ‘물품공급자가 용선계약상의
계약조항이나 선박 매매계약상 합의 또는 다른 이유를 통하여 선박에 물품공급을 주문
한 자가 선박을 기속할 권한을 가지지 아니하고 있음을 알았거나 합리적인 조사를 통하
여 이를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본 조항에 따른 우선특권은 발생하지 아니한다’고 하여
공급자의 조사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동 제30조는 라이베리아국 해상법의 다른 규정과 충돌하지 아니하는 한 성문화되지 아
니한 미국 일반 해상법(the non-statutory General Maritime Law of US)을 준용하는 것
으로 규정하고 있다. 구 미국 연방해상법 제973조가 정한 ‘합리적인 조사의 이행’과 관
련하여, 미국 연방대법원은 공급자에게는 주문자가 선박에 우선특권을 부여할 권한을
갖고 있는지를 조사할 의무가 있으므로 용선계약에서 용선자는 선박에 대하여 담보권
을 설정할 수 없다고 약정한 경우에는 공급자가 그러한 담보금지조항의 존재에 대하여
알지 못하였더라도 이를 조사하지 아니한 이상 선박우선특권을 주장할 수 없다고 판시
하였고, 이후 미국법원은 이와 같은 해석 태도를 일관하여 유지하였다. 그러나 1971년
미국 연방해상법 개정 이후 미국법원은 공급자에게 이러한 조사의무를 부과하지 아니
하는 것으로 견해를 변경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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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예선사업자의 선박우선특권상 조사의무
(대법원 2016.5.12. 선고 2015다49811 판결)
라이베리아국 해상법상으로 미국의 해상 판례법은 동법 제114조 제3
항의 해석에 관한 중요한 법원이 되는데, 구 미국 연방해상법 제973조
가 삭제됨으로써 공급자에게 조사 의무를 부과하지 아니한 1971년 이
후의 미국법원의 판례를 적용한다면 이는 현행 라이베리아국 해상법
제114조 제3항의 조문 내용과 부합하지 아니하고 그 조항의 입법 취
지에도 어긋나게 되므로,
위 조항을 해석할 때 구 미국 연방해상법 제973조가 존속하고 있을
당시의 이에 관한 미국법원의 판례에 따르는 것이 합리적인 해석이라
할 것이다. 즉 라이베리아국 해상법 제114조 제3항에 따르면, 선박의
운항에 필요한 물품이나 용역의 공급자는 선박의 용선 여부 및 용선
자에게 선박을 기속할 권한이 있는지를 질문하고 조사할 의무가 있고,
공급자가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면 선박우선특권을 주장
할 수 없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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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예선사업자의 선박우선특권상 조사의무
(대법원 2016.5.12. 선고 2015다49811 판결)

3. 의견

o 외국적 요소있는 법률관계, 선박우선특권은 선적국법에 의하여 결정됨
- 우리나라 채권자, 파나마/라이베리아/마샬 아일랜드 해상법을 알아야 함
o 라이베리아 해상법, 용선계약서에서 필요품의 공급을 통하여 선박우선특권
을 발생시킬 수 없다는 내용을 공급자가 조사할 의무를 부담함
- 미국법도 삭제됨. 라이베리아법에는 여전히 존속됨
o 미국의 일반해상법이란 non-statutory 즉 판례법을 말함
- 판례보다 효력상 앞서는 것이 성문법임
o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라이베리아 성문법이 우선적으로 인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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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예선사업자의 선박우선특권상 조사의무
(대법원 2016.5.12. 선고 2015다49811 판결)

o 국제사법 개정방안
- 모든 관련자를 위하여는 법정지법주의
선적국법주의

법정지법주의(중국/일본의 일부판례)

- 항상 선적국법을 적용받으므로 선주는 - 자국의 채권자들은 자국의 법을 잘 알므로
이에 근거하여 대책을 세울 수 있음

이에 근거하여 행동하게 됨

- 선주에게 유리함

- 선박채권자들에게 유리함

- 채권자는 편의치적국의 법을 알아야함

-

- 우리 법원의 보완판결들 있음

선주는 입항 선박의 선적국법을 알아야
함

o 한국해법학회는 외국 선박우선특권관련법 책자 발간 작업중임
15

II. 예선사업자의 선박우선특권상 조사의무
(대법원 2016.5.12. 선고 2015다49811 판결)

4. 한국법
o 선박연료유공급채권 더 이상 선박우선특권 발생 안 됨(상법 제777조)
- 1991년까지 가능하였음
- 일본/파나마등 가능함
o 용선계약상 불허에 대한 조사의무와 우리 법
- 상법 제850조 제2항 단서에서 유사한 내용 발견
제850조(선체용선과 제3자에 대한 법률관계)
제2항 제1항의 경우에 선박의 이용에 관하여 생긴 우선특권은 선박
소유자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있다. 다만, 우선특권자가 그 이용의
계약에 반함을 안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o 채무자와의 관련성
- 선박소유자- 당연인정됨 (제777조)
- 선체용선자(제850조 제2항) - 도선료/항비/선원의 급료 채권 등
- 정기용선자 - 규정없음, 학설에 따라서 가능함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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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고정식 플로팅 도크는 지방세법상 선박이 아님
(조세심판원 2015. 12. 24. 선고 5015자0873판결)

1. 사실관계

o 국내 조선소, 고정시 플로팅 도크(floating dock)를 취득함
o 지방세법 제276조 제1항, 산업단지 안에서 취득한 산업용 건축물
(도크)로 신고하여 취득세를 신고 납부하려고 함
o 세무당국, 해상에 떠있는 선박건조 작업장으로서 선박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더 많은 취득세를 부과함
o 조선소, 취소 구하는 청구를 조세심판원에 제기함
o 조선소는 선박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경우임

17

III. 고정식 플로팅 도크는 지방세법상 선박이 아님
(조세심판원 2015. 12. 24. 선고 5015자0873판결)

Floating Dock

조선소

선박으로 보아
세금 부과

세무당국

산업용 건축물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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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고정식 플로팅 도크는 지방세법상 선박이 아님
(조세심판원 2015. 12. 24. 선고 5015자0873판결)

2. 판시내용
지방세법 제104조에 따른 취득세 과세대상인 선박이란 명칭여하를
막론한 모든 배를 말하고, 한편, 선박법 제1조의2 제1항에서 선박이
란 수상 또는 수중에서 항행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될 수 있는 배
종류를 정의하고 있으며, 선박안전법 제2조 제1호 및 선박안전법 시
행규칙 제3조에 따르면 선박을 수상 또는 수중에서 항해용으로 사용
하거나 사용될 수 있는 것과 이동식 시추선, 수상호텔 등 해양수산부
령이 정하는 부유식 해상구조물로 보되, 이동식 시추선과 수상호텔,
수상식당 및 수상공연장 등으로서 소속 직원 외에 13명 이상을 수용
할 수 있는 해상구조물 중 항구적으로 해상에 고정된 것은 선박으로
보지 않고 있어, 지방세법상 선박은 항구적으로 해상에 고정되어있
지 않은 ‘항해에 사용되는 배’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
당하다고 보인다. (=>동 도크는 고정되어서 선박이 아니라는 취지임)
19

III. 고정식 플로팅 도크는 지방세법상 선박이 아님
(조세심판원 2015. 12. 24. 선고 5015자0873판결)

(i) 쟁점시설은 고정식 플로팅 도크로서 설치된 위치에 고정되어
진수시에도 전후좌우 이동없이 일부 바닥면이 반잠수하여
선박만 바다로 진수해 나가는 방식으로 항행용으로 사용할
필요성이 없고, 쟁점시설에 설치된 발전기의 전력산출량을 볼
때 발전기 역시 침몰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항해를 대비한
것이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ii) 쟁점시설을 고정식으로 설치하기 위해 자체 구조물의 제작
비용에 추가로 수심확보를 위한 준설공사에 약 8개월간
비용이 소요된 사실을 보더라도, 이를 해체하여 선박으로
사용할 계획이나 가능성이 있다고 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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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고정식 플로팅 도크는 지방세법상 선박이 아님
(조세심판원 2015. 12. 24. 선고 5015자0873판결)

(iii) 쟁점시설이 항구적으로 해상에 고정되어있어 선박안전법상
검사의무가 적용되지 않지만, 선주가 요구하는 선박건조설비
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조선소가 임의로 선택하여 한국선급
의 검사를 받았다는 청구 주장이 신빙성이 있는 점,
(iv) 쟁점시설은 선박법과 선박등기법상 선박으로 등기 또는 등록
의 대상이 아니고 또한 등기 또는 등록한 사실도 없는 점,
(v) 쟁점시설을 항해에 사용되는 선박으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시설을 선박으로 보아 이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

21

III. 고정식 플로팅 도크는 지방세법상 선박이 아님
(조세심판원 2015. 12. 24. 선고 5015자0873판결)

3. 의견

o
o
o
o
o

고정식 이동가능성 없는 플로팅 도크는 조세법상 선박이 아님
일반법인 선박법이 중요한 근거가 됨
일반적으로 선박, (i) 이동성 (ii) 추진력
본 사건에서도 이동성이 중요한 요소로 검토됨
선박인 경우에만 선박등기부에 등기됨도 고려됨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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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고정식 플로팅 도크는 지방세법상 선박이 아님
(조세심판원 2015. 12. 24. 선고 5015자0873판결)

o 2014 대법원 판결과 비교하면
대판 2014.6.26. 2014두3945판결(성동)

- 지방세법상의 선박으로 인정함

본 결정(대우해양)

-지방세법상 선박으로 불인정되고

- 물위에 떠있다가 선박이 건조되면 이를 적재하여 예인 건축물
선에 의해 수심이 깊은 바다로 나아간 다음 잠수함의 원 =>취득세를 적게 냄
리를 이용하여 가라앉는 방법으로 선박을 진수하므로 - 이동되지 않는 고정식으로 설계
부양성, 적재성 및 이동성을 갖춤

운용됨

- 선박건조 증명서와 선박총톤수 측정증명서가 작성된 - 선박등록이나 소유권보존등기가
후 선박등록 및 소유권보존등기까지 마쳐진 사실

되지 않았다는 점

23

IV. 발행 후 반환된 서렌더 선하증권의 효력
(대법원 2016.9.28. 선고 2016다213237 판결)

1. 사실관계
o 일본의 송하인 A- B- C와 용선계약을 체결함
o 일본 선박소유자 E- D- D는 다시 C와 용선계약을 체결함
o 실제운송 이행 E는 A로부터 화물을 수령하고 B/L 발행함
- 송하인 A, 수하인, 통지처 B
o C로부터 양륙작업을 의뢰받은 F로부터 다시 하도급을 받은 G
o G가 양륙작업중 업무상 과실로 해당 화물이 파손
o 적하보험자는 보험금지급, A로부터 손해배상청구권을 양도받음
- G에게 손해배상청구함
o G는 E의 B/L상 히말라야약관상 책임제한을 원용
o B/L은 발행후 회수된 서렌더 선하증권임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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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발행 후 반환된 서렌더 선하증권의 효력
(대법원 2016.9.28. 선고 2016다213237 판결)

C

송하인 A
하역
Stevedoring
Company
회사
Claim

G

B/L
히말라야 약관

E
25

IV. 발행 후 반환된 서렌더 선하증권의 효력
(대법원 2016.9.28. 선고 2016다213237 판결)

2. 대법원 판시내용
비록 C가 이 사건 주된 용선계약의 FIOST 조건에 따라 직접 양륙작
업을 인수하였고 피고G가 그 양륙작업을 하수급함에 따라 피고와 E
사이에 직접적인 계약관계가 존재하지 않더라도, E는 이 사건 선하
증권에 의하여 A에 대하여 양륙작업까지의 운송책임을 지며 피고는
이러한 E의 양륙작업을 대행한 자로서 이 사건 히말라야 약관에서
규정하는 운송인의 하위계약자의 지위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또 이 사건 선하증권이 비록 발행 후 다시 운송인인 E에게 회수되어
서렌더 선하증권이 되었지만, 그 밖의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선하증권 발행 당시 유효하였던 운송책임
에 관한 이면 약관의 내용은 여전히 효력이 있으므로 피고는 송하
인 A를 상대로 이 사건 히말라야 약관에 따른 책임제한을 주장할
수 있다.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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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발행 후 반환된 서렌더 선하증권의 효력
(대법원 2016.9.28. 선고 2016다213237 판결)

3. 의견

(1) 서렌더 B/L
o 선하증권의 상환성을 없앰
o 운송물이 선하증권보다 먼저 도착하는 경우 상환성의 불편함
을 극복
o 발행된 원본 선하증권은 반납되고 전면만 수하인에게 송부됨
o 이면약관의 내용이 송하인을 구속하는지?
o 당사자의 의사해석의 문제로 파악함

27

IV. 발행 후 반환된 서렌더 선하증권의 효력
(대법원 2016.9.28. 선고 2016다213237 판결)

대법 2006.10.26.선고2004다27082판결

2016년 판결

원본 B/L이 아예 발행되지않음

원본 B/L이 발행되고 나중에 회수됨

“이 사건 제2운송계약 당시 이 사건 수출
화물에 대하여 선하증권을 발행하지않는
이른바 서렌더 화물로 처리하기로 합의
가 이루어져 선하증권이 발행되지않았다
고 보아 이면약관의 원용을 부정함

그 밖의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특별한 사
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선하증권 발행 당
시 유효하였던 운송책임에 관한 이면 약
관의 내용은 여전히 효력이 있으므로

참조 : 동경 고등법원 2008.8.27.판결, 연간 100건 이상의 운송계약을 체결하면서
동일한 선하증권을 사용하였으므로 아예 원본 선하증권이 발행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면 약관이 적용되어야한다고 판시함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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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발행 후 반환된 서렌더 선하증권의 효력
(대법원 2016.9.28. 선고 2016다213237 판결)

(2) 히말라야약관
o 하역업자에게 화주는 불법행위책임을 물음
- 원칙적으로 포장당 책임제한 불가함
o 독립계약자는 B/L상 히말라야 약관의 적용대상이 됨
- 운송인의 의무의 일부를 이행한 자이어야 함
- B/L 발행한 한 자와 운송계약의 당사자가 분리됨
- 하역회사는 용선자 C와 하역계약을 체결함
cf. 상법 제798조 제2항은 사용인 혹은 대리인에게만 인정됨
o 대법원은 경위와 어떻던 B/L 발행자의 의무의 일부를 G가
행한 점을 인정하여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봄
29

IV. 발행 후 반환된 서렌더 선하증권의 효력
(대법원 2016.9.28. 선고 2016다213237 판결)

(3) 운송인의 확정
o 개품운송, C가 계약운송인, E가 실제운송인이 됨
o 그런데, 계약운송인은 선하증권을 아예 발행하지 않음
- 실제운송인 E가 발행한 것이 house 선하증권임
o 선박소유자-정기용선자-화주의 관계인지?
o 운송인 E의 대리인으로 C가 B와 운송계약을 체결한 것인가?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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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적하보험에서 영국 준거법 약관의 효력과 설명의무
(대법원 2016.6.23. 선고 2015더5194 판결)

1. 사실관계
o 한국 화주- 적하보험계약(구약관)- 한국보험자
o 두 개의 약관
갑판적 약관

준거법약관

(소위 갑판적재약관(On-Deck Clause)

본 보험증권에 따라 발생하는 책임에 화주가 보험자에게 부보화물의 갑판적재 사실을
관한 모든 문제는 영국의 법과 관습에 고지하지 않은 경우 이 사건 보험계약의 담보범위
의한다(All questions of liability arisi 는

투 하 (jettison) 와

갑 판 유 실 (washing

ng under this policy are not be gov overboard)이외의 일반 분손은 담보하지 않는 분
erned by the laws and customs of E 손부담보(Free from Particular Average) 조건으
ngland)

로 축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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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2012.6.14. 상해 선박 레이지(MV Reis G)호의 갑판 위에 선적됨
o 20121.7.7. 오만 앞바다에서 이 사건 화물 4포장 중 일기가 불순
(황천)(뷰포트 크기 8-9)하여 보일러 한 대가 해상으로 떨어짐
o 피고 보험자는 갑판적 고지의무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함
- 투하와 갑판유실은 담보되지만 다른 사고 경우 보험금을 불지급
o 원고(화주)는 우리 약관규제법상 보험자의 설명의무 위반 주장함
o 원심 판단
- 한국의 약관규정법이 적용되지 않음
- “갑판유실”이란 화물이 악천후 및 선박의 동요로 인하여 고박이
풀려 바다에 빠진 것이 아니라 파도에 의해 쓸려 나간 것을 의미
- 보일러가 갑판 유실되었음을 보여주는 증거는 없음
o 패소한 원고는 대법원에 상고하게 되었다.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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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법원의 판시내용

(1) 이 사건 준거법 약관은 전부에 대한 준거법을 지정한 것이
아니라 보험자의 “책임”문제에 한정하여 영국의 법률에 따르
기로 한 것이므로 보험자의 책임에 관한 것이 아닌 사항, 이
사건 보험계약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우리나라의 법이
적용된다. 약관의 설명의무에 관한 사항은 약관의 내용이 계약
내용이 되는지 여부에 관한 문제로서 보험자의 책임에 관한 것
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대법원 2001.7.27.선고 99다55533판결),
이에 관하여는 영국법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약관규제법이 적용
된다.
33

V. 적하보험에서 영국 준거법 약관의 효력과 설명의무
(대법원 2016.6.23. 선고 2015더5194 판결)

원고측 실무자 소외인은 2003년부터 약 10년간 해상적하보험계약체결
업무에 종사하여왔고, 원고의 해상적하보험계약 업무를 담당하면서 피
고와 월 30건내지 50건 가량의 해상적하보험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원고는 이 사건 갑판적재 약관의 내용을 잘 알
고 있었다고 보이므로, 피고가 그 내용을 설명하지 않았더라도 이 사건
갑판적재 약관은 이 사건 보험계약의 내용이 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심이 이 사건 보험계약에 약관규제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것은 잘못이나, 원고가 이 사건 갑판적재 약관의 내용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갑판적재 약관은 약관규제법이 정하는 설명의무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따라서 피고가 그 내용을 설명하지 않았다고 하
더라도 이 사건 보험계약의 내용이 된다고 본 원심판단의 결론은 정당
하다.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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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영국법의 적용을 받는 영국 적하약관에서 규정하고 있는 갑판유실
(Washing overboard)이란, 해수의 직접적인 작용으로 인하여 갑판
위에 적재된 화물이 휩쓸려 배 밖으로 유실되는 경우를 의미하는
제한적인 개념이므로, 악천후로 인한 배의 흔들림이나 기울어짐 등
으로 인하여 갑판 위에 적재된 화물이 멸실되는 이른바 갑판멸실
(Loss overboard)은 갑판적재 약관의 담보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원심은 사건 보일러가 황천(Heavy Weather)시 유입된 해수의 작용으로
유실되어 발생한 것이므로, 이 사건 갑판적재 약관에서 부보하는 위험인
갑판유실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배척하였다.
즉, (i) 악천후에 선박이 요동치거나 갑자기 기울어져 화물이 멸실된 경
우는 갑판유실에 해당하지 않고 (ii) 이 사건 사고당시 지역의 기상은 강
한 남서풍을 동반한 몬순기후였지만 이는 그 지역에서 통상적인 것으로
특이한 상황은 아니었으며, 당시 중량 54.5톤에 달하는 이 사건 보일러
를 휩쓸고 갈 정도의 심한 파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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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이 사건 사고당시의 사진을 보아도 파도의 직접적인 작용으로
이 사건 보일러가 유실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iv) 영국의 법률
사무소 클리이드앤코가 “이 사건 보일러의 고박은 부적절하였다.
이 사건 보일러는 갑판유실된 것이 아니라 악천후에 선박이 요동
하여 미끄러져 떨어진 것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보험계약으로 담
보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시한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사고가 “갑판유실”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영국법상 갑판유실에 관한 법리를 오
해한 잘못이 없다.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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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의견
(1) 영국 준거법 약관
선박보험

적하보험 1
(ii) 이 보험계약에서 발생하는 모든

(i) 이 보험은 영국의 법과 관

책임문제는 영국의 법률과 관습에

습에 따른다(This insurance i

따라 규율된다(All questions of lia

s subject to English law and

bility under this policy are to be

practice).

governed by the law and custo
m of England).

영국법이 준거법

적하보험 2
(iii) 책임과 결제에 관해 영국의
법률과 관습에 따른다(This insu
rance is understood and agre
ed to be subject to English la
w and practice only as to liabi
lity for and settlement of any
and all claims.

일부지정-

일부지정

책임영국법/나머지 한국법

책임과 결제 영국법

고지의무는 책임문제

나머지는 한국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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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책임과 약관의 설명의무를 구별함
o 원심은 대법원 1991.5.14.선고90다카25314판결(1의 경우)을 참고한 여지
- 고지의무위반-영국보험법이 적용됨. 상법적용하지 않음
o 2의 경우 보험자 설명의무는 우리나라법률이 적용됨
(대법원 1998.7.14. 선고 96다39707판결).
o “책임”만을 영국법에 따르기로 한 약정
- 고지의무위반의 경우, 준거법이 지정되지 않은 것으로 볼 것인가?
o 대법원이 담보특약에서 설명의무 부과하는 판결과 궤를 같이 함
o 약관규제법 제3조
- 보험자는 설명의무, 이에 위반하면 약관의 효력주장 못함
-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에게 유리함
- 중요한 사실에 대한 설명의무임
- 보험계약자가 오랜 보험계약체결 경험, 내용을 알았을 것임
- 설명의무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시함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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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갑판유실과 갑판멸실의 구별
o 갑판적 위험, 추가보험료 납부가 필요함
o 이러한 취지의 소위 갑판적 약관(on deck clause)를 넣게 됨
- 다만 투하와 갑판유실은 담보되는 것으로 함
o 대법원, 적하보험상 “갑판유실”의 영국법하의 의미를 해석함.
- 황천 등 외적인 요인, 갑판적재화물이 멸실, 갑판멸실(Loss
overboard)
- “갑판유실”, 정상적인 파도의 작용으로 화물이 유실된 경우
- 이 사고는 고박이 부적절하여 떨어진 것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임
- 파도 때문에 휩쓸린 것이 아니므로 갑판유실에 해당하지 않음
o 원고는 패소하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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